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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내 바나듐의 산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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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ccurrence of vanadium in Jeju Island groundwater, focusing on the 
spatio-temporal patterns and geochemical controlling factors of vanadium. For this, we collected two sets of groundwater data: 
1) concentrations of major constituents of 2,595 groundwater samples between 2008 and 2014 and 2) 258 groundwater 
samples between December 2006 and June 2008. The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vanadium were in the range of 0.2 71.0 
μg/L (average, 12.0 μg/L) and showed local enrichments without temporal/seasonal variation. This indicated that vanadium 
distribution was controlled by 1) the geochemical/mineralogical composition and dissolution processes of original materials 
(i.e., volcanic rock) and 2) the flow and chemical properties of groundwater. Vanadium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at of major ions (Cl-, Na+, and K+) and trace metals (As, Cr, and Al), and with pH, bu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NO3-N concentration. The high concentrations of vanadium (>15 μg/L) occurred in typically 
alkaline groundwater with high pH ( 8.0), indicating that a higher degree of water-rock interaction resulted in vanadium 
enrichment.  Thus, higher concentrations of vanadium occurred in groundwater of Na-Ca-HCO3, Na-Mg-HCO3 and Na-HCO3

types and were remarkably lower in groundwater of Na-Ca-NO3(Cl) type that represented the influences from anthropogen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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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바나듐은 암석과 토양, 물, 공기, 식물 등 지구환

경을 구성하는 넓은 환경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지

각의 평균 함량은 약 0.0136%이다(Greenwood and 

Earnshaw, 1997). 지구화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친철

(siderophile) 원소이며, 따라서 제주도 현무암과 같은 

고철질암(mafic rock)에서 높은 함량(약 200 300 μ

g/g)을 보이는 반면 화강암 등 규장질암(felsic rock)의 

구성광물에서는 5 80 μg/g로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Nriagu, 1998). 석유계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등 인위적 산업활동에서 기원하는 바나듐이 보고된바 

있으나(Filby and Yen, 1975; Moskalyk and Alfanti, 

2003), 자연수 내에서의 바나듐은 대부분 암석과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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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구성하는 광물의 용해(풍화)에서 기인한다. 따라

서 물-암석반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자연수에서 바나

듐 함량이 높은 편이며, 하천수에서의 용존 바나듐의 

농도는 풍화과정의 특성이나 풍화되는 암석의 종류를 

지시한다(Hope, 1997; Lowenthal et al., 1992; 

Ruhling and Tyler, 2001). Shiller and Boyle(1987) 

및 Shiller and Mao(2000)는 강과 하구에 용존된 바나

듐의 농도와 거동을 연구하였는데, 하천수에 용존된 

바나듐의 농도가 주로 인위적 영향보다는 암석의 종

류와 풍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지하수 중 고농도 용

존 바나듐의 산출은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Linstedt and Kruger(1970)은 캘리포니아 중남부 

Fresmo지역 지하수에서 고농도 용존 바나듐(19.40

21.60 μg/g; 평균 20.5 μg/g)을 보고하였고, 북미의 빙

하기원 지하수에서는 상당히 넓은 농도 범위(0.1

294 μg/g; 평균값은 4.40 μg/g)가 보고되었다. 일본 후

지산 지역 지하수에서도 고농도(58 99 μg/g) 바나듐 

산출이 보고된바 있다(Gaimmanco et al., 1996, 

Koshimizu and Tomura, 2000; Leung and Jiao, 

2005).

자연계에서 바나듐은 1에서 +5까지의 여러 산화

형태를 가진다. 바나듐(II)는 자연환경에서 특히 불안

정하며, 바나듐(III)은 2가 보다는 안정하지만 공기 또

는 용존산소에 의해 서서히 산화된다(Wehrli and 

Stumm, 1989). 바나듐(V)는 산소가 존재할 때 가장 

안정하고 지배적인 용존형태를 이루며, 바나듐(IV)는 

환원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 바나듐(IV) 혹은  바나

듐(V)의 산화속도 및 두 종 사이의 평형관계는 pH, 산

화환원전위, 이온강도, 바나듐 전농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Wang and Wilhelmy, 2009). 수환경에

서 바나듐(IV)는 주로 바나딜(vanadyl) 양이온으로 존

재하지만, 바나듐(V)는 바나데이트(vanadate) 음이온

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VO2+는 유기물과 수산화물상

을 포함하는 고체물질에 강하게 흡착되는 성질이 있

으며, 음이온(H2VO4
-, HVO4

2-)을 나타내는 바나듐(V)

의 흡착은 바나듐 양이온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VO2+의 용해도는 유기물복합체 형성을 통해 크게 증

가될 수도 있다(Lu et al., 1998; Szalay and Szilagyi, 

1967; Wanty and Goldhaber, 1992). 바나듐(IV)는 

pH>7의 알칼리환경에서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유기 및 무기종에 의한 착물을 형성

하기도 한다(Wanty and Golhaber, 1992). 바나듐의 

거동에 관한 최근 지구화학적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거동을 강조하고 있다(Wright and Belitz, 2010), 이와 

관련하여, 하천 중의 용존 바나듐의 농도가 환원상태

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유입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

며(Shiller, 1997; Sugiyama, 1989), 유기물의 존재는 

바나듐의 산화-환원 거동에 의한 용존농도를 조절하

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Breit and Wanty, 1991; 

Emerson and Huested, 1991; Szalay and Szilagyi, 

1967).

물속 미네랄의 기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종 미량의 미네랄 성분이 인체에 섭취되었을 때 신진

대사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들을 생리활성물질이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수질기준이 설정된 독성물질이

지만, 미량으로 존재하면 생리적 활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필수 미량원소로 분류되기도 한다(Misund et al., 

1999). 바나듐은 PTP (phosphotyrosine phosphatase) 

효소를 조절하여 혈당을 낮추고 심장질환 및 동맥경

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Jiang and Hao, 

2004; Rehder, 2003). 미량의 바나듐은 정상세포 성장

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그 농도가 수십 μg/L 이상

일 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Hope, 1997). 과도한 바나듐의 섭취에 의한 인체 부

작용을 우려하여 미국 EPA(2009)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CDPH) 등에서는 50 μg/L를 음용 상한

치로 제시하고 있다.

적정 농도의 용존 바나듐이 함유된 지하수를 물산

업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나듐의 

기원과 농도를 조절하는 지질 및 지화학적 요인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한 개발지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화산암반 지하수에서의 

바나듐의 시공간적 농도 분포 특성 및 지질, 지화학적 

조절 요인을 파악하여 바나듐의 산출 특성을 평가하

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지역 및 연구 방법

2.1. 연구 지역 개관

제주도는 제3기 플라이오세에서부터 제4기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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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중앙부의 한라산 정상을 기점으로 모든 방향으로 고

도가 감소하는데, 특히 해발 600 m를 기준으로 상부

는 급경사면을 보이고 하부는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

형적 특성을 보인다(Park et al., 2000). 지질층서적으

로는 최하부 응결응회암 및 화강암으로부터 상부로 

가면서 시대 미상의 미고결 퇴적층, 서귀포층, 화산쇄

설성 퇴적층, 화산분출암 등의 순서로 층서를 이룬다

(Won et al., 2006). 토양층은 얇으며, 지표부의 화산

분출암은 현무암, 조면현무암,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조면안산암 및 조면암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공

성 화산암의 특성상 육지지역에 비해 높은 투수성을 

보여 양질의 대수층이 형성되어 있다(Koh et al., 

2005). 

다공성 화산암의 높은 투수성으로 인해 하천은 대

부분 건천을 이루며, 따라서 수자원 이용에 있어 지하

수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5년 현재 염지하수를 제

외하고 4,831개 지하수공이 개발되어 음용, 생활용, 

농·공·어업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루 약 150만 

톤이 허가 취수량으로 이용되고 있다(Jeju, 2015).

2.2. 연구 방법

2.2.1. 조사 지점 및 시료 채취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

별로 대표성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매년 3회(3, 7, 

10월)에 걸쳐 정기적인 지하수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

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8-2014년 동안의 수질분

석 자료(총 2,595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바나듐의 산출 특성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8년 6월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채수 및 분석한 정밀조사 자료(총 258건)도 해석에 활

용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활용된 지하수 시료의 

채수관정 위치를 보여준다.

한편, 현장에서의 지하수 시료 채취에서는 지하 대

수층을 대표하는 물시료를 채수하기 위하여 수질(전

기전도도)이 안정될 때까지 펌핑한 이후에 채수하였

다. 현장에서는 채수 즉시 전극을 활용하여 수온, pH,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Fig. 1. Sampling points for this study in Jeju volcanic island, 
Korea. Closed circles for 2008-2014 survey; closed 
triangles for detailed survey in 2006-2008. The size 
indicates the concentrations of vanadium.

2.2.2. 분석 방법

채수된 지하수 시료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

송하여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항목은 주요 음

이온(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과 양이

온(암모니아성 질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며,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Ion chromatograph (Dionex 

ICS 3000, USA)이다. 중탄산 이온은 Standard 

Methods (APHA-AWWA-WPCF, 1992)에 따라 지시

약으로 브로모크레졸그린을 사용하여 0.01 N 염산으

로 적정하여 환산하였다.

바나듐 및 기타 미량원소는 ICP-OES (Perkin Elmer 

5300DV, USA)와 ICP-MS (Perkin Elmer Elan 

DRC-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저농도

의 표준액을 7회 측정하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구

했으며, 표준액을 분석실험 전·후에 측정하여 오차가 

±5% 이내일 때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ICP-OES를 이

용한 바나듐의 정량한계 및 검출한계는 각각 0.2 μg/L 

및 0.068 μg/L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하균형(음·양

이온 오차율)이 10% 이내인 시료들의 분석결과만을 

자료 해석에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수질 특성

Table 1에는 2008-2014년 중 매년 채수된 제주 전

역 지하수(n=2,595)의 분석결과를 시기별로 요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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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μS/cm)
pH HCO3

- Cl- NO3-N SO4
2- Na+ K+ Mg2+ Ca2+ V

(μg/L)

2008 

(n=370)

max 614 9.3 308 104.2 19.9 26.7 147.6 37.0 52.7 28.5 71.0

min 52 6.1 14 3.3 0.1 0.1 3.9 1.0 1.3 2.0 0.2

ave 148 7.5 38 14.6 3.1 4.0 12.3 3.4 5.3 7.0 15.3

med 126 7.5 33 10.4 1.9 2.4 9.3 2.8 4.4 6.1 10.5

2009

(n=292)

max 620 9.1 393 65.4 21.0 20.2 73.3 34.2 28.4 50.2 47.1

min 48 6.7 13 0.1 0.0 0.1 1.2 0.9 1.2 1.3 0.2

ave 132 7.9 42 7.7 4.9 2.9 8.1 4.6 4.4 5.7 8.5

med 113 7.9 35 6.7 2.8 1.8 6.4 3.0 3.5 4.8 6.4

2010

(n=320)

max 965 8.8 382 85.3 19.2 23.2 75.5 17.7 29.9 26.0 64.8

min 8.6 6.3 20 4.0 0.0 0.7 4.2 0.9 1.4 2.0 0.3

ave 139 7.5 51 11.8 2.6 3.9 11.2 3.1 5.7 7.5 10.3

med 115 7.6 46 8.9 1.4 2.7 8.9 2.7 4.8 6.4 8.7

2011

(n=371)

max 627 8.8 392 112.3 18.4 22.9 85.1 23.2 30.7 41.9 66.6

min 8.4 6.3 16 0.5 0.1 0.1 3.5 1.2 0.6 1.6 0.2

ave 131 7.6 48 11.7 2.3 3.8 11.9 3.8 5.1 6.7 11.3

med 111 7.6 41 8.9 1.3 2.5 9.5 3.2 4.1 5.6 10.0

2012 

(n=300)

max 362 8.8 142 60.1 18.4 22.9 37.5 13.7 19.6 20.5 66.6

min 40 6.3 16 1.1 0.1 0.2 3.5 1.2 1.5 2.1 0.3

ave 122 7.6 44 11.3 2.0 3.5 11.1 3.5 4.5 6.1 12.1

med 108 7.6 40.3 8.9 1.4 2.5 9.2 3.1 4.1 5.5 10.6

2013

(n=272)

max 442 8.7 177.4 81.4 17.6 19.8 39.3 7.2 19.5 20.8 49.8

min 44 6.2 0.7 1.7 0.0 0.5 0.0 0.5 0.2 0.0 0.9

ave 136 7.8 24.7 10.9 2.5 3.4 10.4 3.0 4.7 6.0 11.0

med 115 7.8 25.9 8.5 1.3 2.2 8.6 2.8 3.9 5.2 9.3

2014

(n=360)

max 789 8.9 155.4 89.7 26.9 37.2 44.4 12.3 19.5 36.0 42.9

min 44 6.5 8.8 3.7 0.0 1.0 3.9 1.1 1.0 0.4 1.3

ave 145 7.8 43.1 11.9 2.6 4.1 11.2 3.0 5.1 5.9 11.5

med 119 7.8 40.3 9.1 1.3 2.7 9.3 2.8 4.2 4.8 9.6

2015

(n=310)

max 478 8.8 115.4 80.5 18.7 28.4 45.3 7.3 19.9 21.1 48.7

min 51 6.7 20.5 1.2 0.0 0.0 1.3 1.3 1.2 1.8 4.4

ave 145 7.8 41.4 11.4 2.8 4.0 11.1 3.1 5.6 6.0 13.4

med 125 7.8 38.6 9.1 1.6 2.7 10.2 2.8 5.1 5.3 11.9

Total

(n=2595)

max 965 9.3 392.9 112.3 26.9 37.2 147.6 37.0 52.7 50.2 71.0

min 8 6.1 0.7 0.1 0.0 0.0 0.0 0.5 0.2 0.0 0.2

ave 137 7.7 42.4 11.5 2.8 3.7 11.0 3.4 5.1 6.4 12.0

med 116 7.7 38.5 8.8 1.5 2.5 9.0 2.9 4.2 5.5 9.9

ave = average, EC = electrical conductivity, max = maximum, med = median, min = minimum. 

Table 1. Results of groundwater surveys between 2008 and 2014 (units of the concentrations of major constituents: mg/L)



제주도 지하수 내 바나듐의 산출 특성

Unit Average Medi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pH - 7.8 7.8 0.47 6.3 9.1

EC μS/cm 125 106 84.36 48 610

HCO3

mg/L

55.8 41.7 53.34 14.6 402.6

Cl 8.4 7.2 4.48 1.5 35.7

SO4 2.2 1.8 1.55 0.4 14.8

NO3-N 1.8 0.8 3.13 n.d 26.8

F 0.06 0.1 0.08 n.d 0.7

Ca 5.6 4.5 3.53 2.3 28.4

Mg 4.5 3.4 4.13 0.9 29.6

Na 12.0 8.5 11.07 4.0 83.2

K 3.6 2.6 2.90 1.2 23.4

Si 18.5 17.7 4.05 3.8 38.3

Sr

μg/L

0.03 0.03 0.038 0.01 0.4

Li 0.6 0.26 1.72 n.d 14.4

B 12.4 8.5 12.08 n.d 97.3

Al 5.1 2.7 5.94 n.d 38

V 14.2 9.4 11.32 0.15 59.8

Cr 1.5 1.0 1.41 0.15 7.1

Mn 1.5 0.09 6.43 n.d 47

Ni 0.9 0.41 1.53 n.d 11

Cu 1.5 0.5 3.16 0.03 32.1

Zn 15.0 4.0 44.41 0.06 482.6

As 1.0 0.7 0.75 0.12 4.1

Se 0.36 0.06 0.91 n.d 7

Rb 9.98 9.7 4.59 1.79 33.1

Mo 3.0 0.7 22.58 0.10 363

Ba 1.4 0.6 3.88 0.14 42.3

U 0.12 0.04 0.29 n.d 2.0

Cd n.d. n.d n.d n.d n.d

Table 2. Results of the detailed survey of Jeju groundwater (N=258) sampled between December 2006 and June 2008

정리하였다. pH는 6.1 9.3의 범위(평균값 7.7)로서 

전반적으로 물-암석반응에 의해 조절되는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이온의 경우 평균값으

로 보면 Na+ > Ca2+ > Mg2+ > K+의 순서이며, 음이온

의 경우 HCO3
- > Cl- > SO4

2- > NO3-N의 순으로 나타

났다. 물-암석 반응의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HCO3
-의 

농도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인

위 오염의 지표로 활용되는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의 

농도도 지점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계절별로 정밀 조사된 2006

년 12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의 지하수 분석 결과(주

성분 이온 및 미량 원소 포함)는 Table 2와 같다. 정밀

조사 시료의 이온조성은 제주 전역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와 유사하였다. 정밀조사 지하수의 수질 유

형은 Na-Ca-Mg-HCO3 유형, Na-Mg-HCO3 유형, 

Na-HCO3 유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Fig. 2).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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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per diagram showing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from the detailed survey.
Fig. 3. Frequency diagram of vanadium concentrations (μ

g/L) in Jeju groundwater. 

중 Na와 Mg의 농도 비중이 높은 것은 현무암질 내지 

조면암질 현무암 중에 존재하는 감람석, 휘석 등 철고

토 광물의 풍화에 기인하며, 일부 시료에서 음이온 중 

특히 Cl- 및 NO3
-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인위오염 

때문이다(Jung et al., 2014; Koh et al., 2005). 

3.2. 바나듐 농도와 시공간적 분포 특성

제주 전 지역 지하수 중의 용존 바나듐의 농도는 최

소 0.2 μg/L에서 최대 71.0 μg/L의 넓은 범위를 나타

냈으며, 평균 농도는 12.0 μg/L이고 중앙값은 9.9 μg/L

로 산출되었다(Table 1). 이는 Song et al.(2009)이 보

고한 바나듐 함량 자료(범위 1.4 52.8 μg/L)와 대체

로 일치하며, 미검출이거나 미량의 바나듐이 산출되

는 국내 타 지역 지하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농도 수준

이다(Jeong et al., 2011).

한편, 바나듐의 농도를 로그스케일로 전환하여 농

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Fig. 3), 정규분포 형태를 띠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단일의 기

원 및 지구화학적 과정이 제주 지하수 내 바나듐의 농

도를 조절함을 지시해준다. 한편, 공간적으로는 제주 

지하수 전반에 걸쳐 바나듐이 검출되고 있으나, 고농

도 지하수는 특정지역에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

난다(Fig. 1).

Table 3에는 정밀조사의 채수시기별 바나듐의 농

도를 정리하였다. 채수시기별 평균 농도는 8.9 19.0 

μg/L 범위(전체 평균 14.2 μg/L)이며, 전체 시료의 중

앙값은 9.4 μg/L이다. 이는 전역에 대한 개황조사 결

과와 유사하다. 특히, 조사시기별 변동성의 유무를 지

시하는 변동계수는 전체 72%(<100%)로서 시기별 변

동성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통계 패키지 SPSS를 이용

한 일차원 변량분석을 통하여 각 조사시기별 바나듐 

농도의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F값이 0.823 

(p=0.512)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 내의 용존 바나듐의 농도는 

시기적,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바나듐의 

기원물질(암석)의 조성과 용해과정, 지하수의 유동과 

화학성 등에 의해 공간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3.3. 주요 용존이온 및 미량성분과의 관계: 바나듐의 

기원 평가 

지하수환경에서의 바나듐의 기원과 거동에 관한 

평가를 위해 주요 용존이온 및 미량원소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바나듐과 주요 이온성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4), 특히 pH와 가장 높은 양(+)의 상관성을 가

지며(0.558), 또한 Cl-, Na+, K+와도 유의성 있는

(p<0.05) 상관성을 나타내었다(상관계수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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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time

Number of 
samples

Average Minimum Maximum Medi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

1 Dec. 2006 35 8.9 2.9 22.5 7.7 4.58 51

2 Mar. 2007 33 11.3 0.3 44.5 9.2 8.23 73

3 Jun. 2007 31 12.1 0.8 45.2 9.6 9.49 78

4 Aug. 2007 31 11.2 0.2 43.5 7.7 9.38 84

5 May 2008 64 16.6 0.7 46.1 11.2 11.93 72

6 Jun. 2008 64 19.0 0.2 59.8 12.1 13.95 73

Total 258 14.2 0.2 59.8 9.4 11.32 72

Table 3. Vanadium concentrations (unit: μg/L) of groundwater from the detailed survey between December 2006 and June 
2008

V pH EC HCO3
-
 Cl SO4

2- NO3-N F Ca2+ Mg2+ Na+

V 1

pH .558** 1

EC .160* .219** 1

HCO3
_ 0.117 .180** .944** 1

Cl- .243** .329** .530** .286** 1

SO4
2- .128* .195** .406** .191** .645** 1

NO3-N -.192** -.172** 0.077 -.130* .303** .250** 1

F- 0.078 -0.08 .255** .311** -0.076 -0.079 -0.056 1

Ca2+ .143* .149* .696** .524** .716** .540** .273** 0.091 1

Mg2+ -0.118 -0.026 .867** .892** .196** .151* 0.104 .248** .463** 1

Na+ .245** .288** .937** .940** .432** .330** -0.078 .310** .502** .777** 1

K+ .221** .232** .894** .925** .321** .240** -0.119 .260** .486** .808** .900**

Table 4. Correlations among V, pH, EC, and major ions

반면에 질산성질소와는 유의성 있는(p<0.05) 음의 상

관성(-0.192)을 나타냈다. 제주 지하수 내 Na, K의 농

도 증가는 pH 증가와 더불어 물-암석 반응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바나듐은 

물-암석반응의 산물로 판단된다(Jung et al., 2014; 

Koh et al., 2005). 반면, 인위오염 기원인 질산성질소

가 바나듐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암석 

반응을 받은 함 바나듐 지하수에 지표 기원 오염수의 

유입에 따라 희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Jung et 

al., 2014).

바나듐과 기타 미량금속과의 농도 상관성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 미량원소는 광물 용해에 따른 용출 

및 특정광물에의 흡착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

밀조사에서 분석되었다. 바나듐은 특히 As, Cr, Al 등 

친철원소와 유의성 있는(p<0.05) 양의 상관성을 보이

며, Mn, Rb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Fiorentino 

et al.(2007)은 바나듐이 비소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친철원소를 포함하는 구성

광물, 즉 바나듐의 기원광물로는 고철질 규산염광물

(휘석류 등)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4. 바나듐 부화의 지화학적 조절요인 고찰

3.4.1. pH와의 관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하수 내 바나듐의 농도

는 pH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고농도 

바나듐의 산출 특성을 pH 요인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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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percentage

(a)

Fig. 4. pH versus cumulated percentage of vanadium concentrations in Jeju groundwater. (a) High V concentration group 
(>15 μg/L); (b) Low concentration group (0 to 15 μg/L). 

V Fe Al Cr Mn Cu As Se Rb Mo Pb

V 1

Fe -0.109 1

Al .448** -0.127 1

Cr .589** -0.073 .411** 1

Mn -.221** 0.092 0.011 -0.061 1

Cu -0.081 .523** 0.102 -0.067 0.037 1

As .704** -0.086 .341** .456** .320** -0.087 1

Se .179* -0.036 .331** .353** -0.035 -0.081 .354** 1

Rb -.311** 0.094 -.325** -.211** .707** 0.034 .160* -.249** 1

Mo -0.027 0.032 0.139 0.112 0.059 0.065 0.026 0.097 .171** 1

Pb -.178* .328** -0.056 -.238** 0.093 .398** 0.012 -0.172 .151* -0.048 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vanadium and other trace metals

평가하였다. 개황 및 정밀조사에서의 바나듐 농도 평

균값은 각각 12.0 및 14.2 μg/L이었으며, 따라서 이 평

균농도 수준 및 바나듐 농도의 밀도 분포곡선에서 

75%에 해당하는 농도(13.95 μg/L)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수를 두 농도 군집, 즉 저농도 군집(0 15 μg/L)

과 고농도 군집(>15 μg/L)으로 대분하였다. 2대분된 

지하수 군집에 대하여 각각 바나듐 농도에 관한 누적

확률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4). 

평가 결과, 두 군집의 pH가 보다 확연하게 구분되

었다. 즉, 저농도 군집은 50% 누적확률에서 pH 7.5의 

값을 가졌으나, 고농도 군집에서는 50% 누적확률에

서 pH 8.0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고농도 바나듐 군

집은 저농도 군집에 비하여 높은 pH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결국 pH가 높은 알칼리성 지하수일수록 고

농도의 바나듐이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주 지하수의 높은 pH는 물-암석반응의 정도를 지

시한다. 반면, 화학비료 및 분뇨의 유입에 의한 질산화

작용은 지하수의 pH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러한 지하수에서는 바나듐의 농도가 낮게 산출되고 

있다.

3.4.2. 수질유형과의 관계

지하수의 수질 유형은 물의 수화학 조절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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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다. 이에, 조사된 지하수의 수질유형별로 바나

듐의 농도 분포를 평가하였다(Fig. 5). 분석 결과, 대체

적으로 Na-Ca-HCO3, Na-Mg-HCO3, Na-HCO3 유형

을 띄는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바나듐이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표적인 인위 오염물질인 Cl과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높은 Na-Ca-NO3(Cl) 유형의 지하수에

서는 바나듐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Na-Ca-HCO3, Na-Mg-HCO3, Na-HCO3 유

형의 지하수는 전형적인 물-암석반응에 의해 조절된 

지하수의 수질에 해당한다.

 

Fig. 5. Vanadium concentrations of Jeju groundwater, 

according to the hydrochemical water type. 

4. 결 론

제주도 지하수 내의 바나듐 산출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 전 지역 지하수 시료 중의 용존 바나듐의 

농도는 최소 0.2 μg/L에서 최대 71.0 μg/L의 넓은 범

위를 나타내었다. 평균 농도는 12.0 μg/L이고, 중앙값

은 9.9 μg/L이다. 고농도 바나듐은 지역적으로 밀집 

부존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시기적/계절적인 변화 양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 내 바나듐

의 농도는 기원물질(화산암류)의 조성과 용해과정, 지

하수의 유동과 화학성 등에 의해 공간적으로 조절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바나듐은 특히 pH, Na, K와 유의성 있는 상관성

을 나타내었으며, 인위오염의 지표인 질산성질소와는 

유의성 있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미량원소 중

에서는 As, Cr, Al 등의 친철원소와 유의성 있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 내의 바나듐은 

현무암질 암석 중의 고철질 규산염광물(휘석류 등)이 

용해에 의해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지구화학적으로는 특히 지하수의 pH에 의해 농

도가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고농도(>15 μ

g/L) 바나듐을 함유하는 지하수는 대체적으로 8.0 이

상의 pH를 나타내었다. 이는 물-암석 반응의 기여도

가 높아 pH가 높은 알칼리성 지하수일수록 고농도의 

바나듐이 산출됨을 지시한다.

4) 수질(수화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Na-HCO3, 

Na-Ca-HCO3, Na-Mg-HCO3 유형을 갖는 지하수, 즉 

전형적인 물-암석반응에 의해 수질이 지배되는 지하

수에서 고농도 바나듐이 산출되는 반면, 인위 오염의 

영향을 반영하는 Na-Ca-Cl(NO3) 유형에서는 바나듐 

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5)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나듐 농도의 조절 관계, 

즉 지화학적 조절과정은 앞으로 고농도 바나듐 함유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화-환원상태 등에 의한 2

차적인 농도 조절과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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